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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출력 레이저 응용 분야들의 급성장에 따라 고출력 레이저의 수요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. 현재

고출력 레이저로써 주류를 이루고 있는 단결정 Nd:YAG는 매질 크기에 제약이 있고, 제작 비용과 시간

이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다결정 매질인 세라믹 Nd:YAG가 연구 개발되었

다.
(1),(2)

세라믹 Nd:YAG의 열적 특성은 Nd:YAG에 비해 우수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 고출력 레이저 매

질로의 응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하지만 높은 흡수계수로 인한 열영향은 공진기 내부 손실을 발생

시킨다.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세라믹 Nd:YAG 레이저 공진기 내부에서의 에너지 변환 관계의 분석에

목적을 두고 있다.

공진기 내부 손실은 매질에서 흡수한 여기 에너지가 열로 변환된 에너지를 측정함으로써 유추할 수

있다. 열로 변환된 에너지는 일반적으로 광음향분광학을 이용하여 비방사 천이를 해석함으로써 측정할

수 있다.
(3)
그러나 매질의 형태가 막대(rod)인 경우에는 에너지 변환 관계를 계측하기 위한 열전달 매질

과의 접촉 면적이 매질의 면적에 비해 상당히 작기 때문에 측정이 어렵다. 이러한 단점은 열 시정수를

이용하면 보완할 수 있다. 매질에 여기광이 입사되면 흡수계수에 비례하여 에너지를 흡수하고 이 중 일

부가 열로 변환된다. 변환된 열은 전도, 대류 및 복사의 세 가지 형태로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전

달되며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지면 열전달은 정지하게 된다.(4) 이와 같이 열평형상태에 도달하는데 까지

걸리는 시간을 측정함으로써 공진기 내부에서의 에너지 변환 관계를 분석하여 양자효율을 계산할 수 있

다. 분석한 에너지 변환 관계를 이용하면 출력 거울의 반사율에 따른 공진기 손실 값을 유추할 수 있어

레이저 공진기의 최적화도 확인할 수 있다.

그림 1.은 세라믹 Nd:YAG의 열 시정수를 측정하기 위한 실험장치도이다. 여기원으로 사용된 광섬유

연결 반도체 레이저는 열전소자에 의해 27.5 ℃로 유지되고 최대 출력 25 W에서 808 ㎚의 중심파장을

가지며, 광섬유 코어의 직경은 400 ㎛이다. 808 ㎚와 1,064 ㎚파장에 대하여 이색성 코팅을 한 평면거울

과 곡률반경 120 ㎜인 출력거울로 반구면 공진기를 구성하였다. 첨가율이 4 at.%인 매질은 808 ㎚와

1,064 ㎚파장에 대하여 무반사 코팅을 하였고, 직경은 4.5 ㎜이며, 길이는 10 ㎜이다.

실험에서 매질 표면의 온도는 냉각수를 이용하여 25 ℃로 일정하게 유지시켰다. 발진 유무에 따른 열

시정수를 비교해 보면 여기파워 2.5 W에서 발진시에는 176 s가 측정이 되었고, 발진이 안 되는 경우는

427 s가 측정이 되어 약 2.5 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. 발진 유무에 따른 시정수의 차이를 바탕으로 발진

시 공진기의 에너지 변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여기광의 파워를 100 %로 보았을 때 매질에서 열로 변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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되는 양은 약 40 %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 양자효율은 흡수된 에너지에서 열로 변환된 에너지를

뺀 에너지와 흡수된 에너지의 비로 정의하고 계산하였다. 레이저가 발진하고 있을 때의 양자효율은 출력

거울의 반사율 95.4 %에서 약 59 %로 계산되었다. 에너지 변환 관계를 이용하여 공진기 최적화를 분석

한 결과 출력 거울의 반사율 94.6 %에서 최적화가 되었으며, 이는 출력 거울의 반사율에 따른 출력 특성

의 실험 결과와 유사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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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림 1. 세라믹 Nd:YAG의 열 시정수 측정 실험장치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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